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김 창 희 | 전북대학교

북한의 김정은은 자신의 공식적인 체제를 출범하면서 통치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내세웠다. 2012년 4월 11일 당규약 개정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

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고 하였다. 김일성-김정일

주의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완성된 혁명사상이고, 주

체시대·선군시대의 유일하게 올바른 지도사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김일

성-김정일주의화가 시대적 요구’라고 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의미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북한 사회에 정착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념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김정일애국주의’도 규명해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에 대한 역사적·객관

적인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선험적 

분석에 바탕을 둔 새로운 통치이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김정일애국주

의와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해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백두혈통을 이어받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김정일 따라 배

우기를 강조하고 있다. 모든 인민들이 김정일의 애국심을 본받아 강성국가로의 발전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과 사상을 연결시켜, 이것을 지도사상

이라는 기치로 내세우면서 인민들의 통합성과 동원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주제어: 김일성-김정일주의, 통치이념, 지도사상, 김정일애국주의, 인민통합, 동원화

I. 서론

어느 정치체제를 막론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면 거기에 맞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

하며 체제안정과 발전을 꾀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자신의 공식적인 체제를 출범

*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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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통치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웠다. 당은 영도적인 정치조직인데, 그 기

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유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일 사후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이다”하고, 김정은을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

도자”라 규정하였다. 김정은이 최고영도자로 추대되면서 통치이념이라 할 수 있는 지도사

상에도 변화를 주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이라 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로동당의 유일 지도사상을 주체사상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새롭게 

변환한 것이다. 김정은은 “우리 당과 혁명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

의화’가 시대적 요구라고 하였다. 북한에서 당의 절대적 권위와 지배의 제도적 규범인 ‘10

대원칙’도 유일사상체계에서 유일적 영도체계로 바꾸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우고 있

다.

사회 전체를 김정은의 의지대로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자면 이념적 도구가 필요한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롭게 내세운 것이 ‘김정일애국주의’이다. 그러므로 김정일애국주

의 교양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충만하게 만들기 위한 정신적·육체적 동원운

동이다. 모든 인민들이 김정일의 애국심을 본받아 강성국가로의 발전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김정은 체제가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는 무엇이며 언제 어

떻게 제기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결합하여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창출

한 과정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

를 북한사회에 정착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념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김정일애국주의의 

내용과 성격도 분석해야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북한의 신문, 서적, 논문집 그리고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조선중앙 TV 

방영 소식 등을 고찰하는 방법을 쓰고자 한다.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경우 김정일 사

망 이후 현재까지의 사설과 정론 그리고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김정은이 당이

나 국가, 사회단체에 보내는 담론이나 신년사 또한 각종 형식을 통한 발언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 사망 이후 발간된 『위인 김정일』(2012)과 『선군-김정일정치』

(2012)는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북한에서 발간되고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나 평양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발행되는 논문집도 자료로 활용하였다.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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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金日成·金正日主義硏究會)에서 발간하는 『김일성·김정일주

의연구』(金日成·金正日主義硏究)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면에서 접근할 것이다. 첫째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분석

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에 대한 역사적·객관적인 이해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다. 즉,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선험적 분석에 바탕을 둔 새로운 통치이

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의 연계성에 대

한 규명으로 단편적 기술이 아니라, 이념과 구호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인 당을 중심으로 정치가 조직되는 특성과 유

일지배라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당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그것을 총괄하

는 수령에 의한 전제주의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의 승계는 유훈에 

의하여 이루어져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세습되었다. 김정은은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최고영도자를 계승하는 정통성을 부여받았다고 한다. 권력승계의 정치에서 이념의 승계

와 확산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다(김창희 2012a, 85-86). 이념을 승계하고 발전시

킴으로써 자신의 정치사상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1. 김정은 체제의 특성

일반적으로 정치체제란 국가경영의 기본적인 틀 또는 헌정 운영절차의 규범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권담당자의 이름을 붙여 체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정

치체제는 메크리디스(Roy C. Macridis 1986)의 유형으로 분류할 때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체제로 보아야 한다.1) 메크리디스(1986)는 정치체제를 통치, 동의, 이익, 권리가 조직화되

는 상이한 방식에 바탕을 두고, 민주주의·권위주의·전체주의로 유형화하고 있다. 전체

  1) 북한의 정치체제를 분석해 보면 메크리디스(1986)가 분류하고 있는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체제
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주의적인 요소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체제
이기 때문에 신전체주의체제, 수령제체제, 유일영도체제 등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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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정치체제는 모든 것을 정치기구로 종속시켜 이익과 동의와 권리를 조직하고 조작하

기 위하여 전체적인 이데올로기를 제시한다. 지배자에 의하여 공식화된 이데올로기는 하

나의 신앙이며 도그마이다. 지도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 권력의 장치로 단일 정

당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에서 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당은 모든 정치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그 

정치조직들에 망라되어 있는 대중을 영도한다. 당이 정치기구에서 영도적 지위를 차지하

는 것은 정치적 수령의 직접적 영도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수령은 

당과 국가의 수위에 서서 사회주의 정치체계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최고영도자인 것이

다. 그러므로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유일적으로 영도하는 중심

에 서 있고, 인민대중을 하나의 유기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만드는 것은 오직 수령뿐이

라고 한다(리진규 1988, 457-458). 북한은 수령을 중심으로 전체사회가 일원적으로 편제되

어 있고, 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오직 하나의 사

상만이 꽉 들어차게 하며 모든 기구들이 하나의 사상만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움직이도

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 1992년 개정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조선로동당

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의 제11조를 신설하였다.3) 이는 김정일 체제

의 헌법인 1998년과 2009년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2012년 헌법과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1980년 제6차 로동당대회에서 개정된 규약은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개정

하였다. 이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라고 규

정하였다.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다시 당 규약을 개정하여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이다”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

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북한은 1974년 4월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의 서문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당,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라 하고 있고, 제1조에서 “위대한 수
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당의 최고강령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라 하고 있다. 

  3)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1972년 헌법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
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를 삭제하고 완전하게 당의 국가지배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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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수령·당·대중을 하나의 통일체로 규정하고, 정치과정에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논리구조를 마련하고 있다(이종석 2000, 214). 북한은 김

정일 체제를 완성하고 김정은 후계구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이 사망하였다. 북한 

당국은 바로 ‘김정은 영도체계’를 공식선언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정치과정을 통하여 

로동당을 김일성·김정일의 당이라 하고 있고, 당의 최고 영도자는 김정은이라 규정한 것

이다.4) 

2.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어느 체제든지 그 체제를 나름대로 정당화하는 이념체계가 있다.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당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

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열의 통일과 단결”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르크스·레

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당의 공식이데올로기로 내세웠다. 1972년 헌법 제4조에도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

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로 규정하여 주체사상이 북한

의 지도이념으로 전면화 되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주체사상은 통치이념의 가장 중심에 있

었고 김일성 시대를 관통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김정일이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면

서, <당의 유일사상확립의 10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행동강령으로 발전하였다. 유일사

상체계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당과 전체사회의 유일사상으로 확립하는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김일성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김일성사상화의 절대화를 요구하였다

(이종석 2000, 232).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주체사상을 김일성의 유일사상으로 하는 작업을 진행시켜

왔고,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는 아예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때 개

정된 당 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하고, 자

신의 이름으로 계속되는 담화와 저작을 통해 주체사상을 관통하고 있다는 김일성주의를 

확립하기도 하였다.         

  4) 북한은 헌법과 당규약을 통해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과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였고, 김
정은은 신설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당 제1비서에 추대되었다. 개정된 당 10대 원칙을 통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당의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신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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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은 김정일 시대에도 중요한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김정일 유일체제

가 확고해 지면서 주체사상과 병렬적으로 등장한 것이 선군사상이고, 2009년 개정헌법 제

3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

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하

였다. 

김정일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식적인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북한은 새로운 통치이

념을 내세워 김정은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것이 2012년 4월 11일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

서 제시하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III. ‘인민대중의 자주적 혁명사상’으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

북한에서 후계자는 전임자의 사상이론적 업적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

는데, 이것은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된다. 김정일 역시 아버지의 혁명전통을 절대

화하고 주체사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켰다(김갑식 2012, 

4). 김정은의 경우 압축승계가 이루어져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나름 체계화할 시간적 여유

가 없었다. 그러므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우면서 사상적 승계를 통한 

자신의 체계 확립에 몰두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어떻게 만들어 졌으며,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1.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   

김일성은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 회의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모

든 정책과 활동의 지침’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동안 ‘사상에서 주체나 정치에서 자주’와 

같은 말을 써왔지만, 이를 주체사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주체사상은 지배이

데올로기로써 구체화되었고,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당

의 공식이데올로기로 내세워졌다. 1972년 들어서면서 주체사상의 이론화와 체계화를 위

한 작업이 전개되었고, 4월 김일성 탄생 60돌을 기념하는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이 주체사상의 2대 지주임을 밝혔다. 이는 그 해 개정된 헌법에도 지도

적 지침으로 명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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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 회의에서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

서 소위 ‘당중앙’이라는 호칭이 붙었다. 그가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 선포한 것이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19

일 ‘전국당선전책임일군강습회’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기 위한 당 사상 사업이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당의 사상사업의 기본임무로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유일사상교양·혁명교양·계급교양 철저, 사상전의 추진, 경제선

동의 전개, 당 사업 체계화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이를 ‘2월 선언’

으로까지 명명하면서 김일성주의의 절대화를 꾀하였다.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한 다음, 1974년 4월 14일 그 실천적 지침이라 

할 수 있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공식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주체시대

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현시대와 공산주의의 미래 전력사적시

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다”고 하면서, 당의 유일사

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일사상체계를 완수하

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의 결정적 의도는 김일

성의 유일사상을 김정일이 대를 이어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5)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정수로 하는 혁명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독창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내세운 것으로, 이론이나 방법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김일성이 내놓았다는 각종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가리킨다(이종석 2000, 136-

137). 백학순은 이를 좀 더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 혁명이론, 영도방

법의 3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에 지배권력

의 통치담론으로 김일성주의가 등장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백학순 2010, 630-631).

김일성주의의 핵심은 결국 주체사상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 후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

한 해석권을 독점함으로써 김일성을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자신을 구현자로 부각시켜 사

상적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김창희 2012b, 51). 김정일은 1982년 3월 31일 김

일성 탄생 70돌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주체사상에 대하여”6)라는 논문을 보냈다고 

  5) 제10조의 주 내용은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
다”면서,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6) 이 논문에서 주체사상의 원리와 의미를 인간중심의 철학적 세계관, 인민대중의 사회·역사관,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고 사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지도원칙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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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다. 그 후 북한의 여러 저작물에서 이 논문은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김일성주의의 정식화의 업적은 김정일이 수령 후계자로서

의 정통성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전미영 2013, 17).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부가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볼 때 1974년을 기점으로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은 마르

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계승성보다는 독창성이 강조된 김일성주의로 천명되었다(이종석 

2000, 170). 김일성주의를 처음 제기한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하여 김

일성주의를 더욱 확고하게 가져간 것이다. 이는 김일성 유일체제를 다지기 위한 사상적인 

수단으로 추진되었는데, 김정일은 이 과정을 통하여 확실하게 주체사상의 구현자가 되었

다.    

  

2. 김정일주의의 선군사상 내포 

김정일주의는 1992년 7월 김정일이 보여준 은덕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혁명의 

최고령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영원히 따르며 우리조국을 <김정일주의> 

조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생명도 가정도 다바쳐 싸워갈것’이라는 내용에서 등장

했는데, 이 내용이 8월 1일 『로동신문』에 공개되었다.7) 김일성 사후에는 ‘김정일주의 연구

소조’ 등의 내용이 『로동신문』 등에 등장한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서 김정일주의를 적극 활용하였다. 김정일주의는 김일성주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함축하는 의미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사후에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

정일주의는 이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선군사상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이다. 

1998년의 김정일 체제에서 선군정치는 하나의 지향점이 되었다. 예컨대, 김정일이 ‘창조

적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 사회주의헌법에 직접에 간여하여 선군정치를 성과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법적 담보와 국가기구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오현철 2007, 139)고 주장한다. 

이는 9월 5일 헌법개정에서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김정

  7) 북한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김정일주의라는 용어를 써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용어는 당내
에서만 조심스럽게 사용했을 뿐 정식화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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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체제에서 선군정치는 하나의 위력한 정치방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김정일은 기회가 있

을 때마다 선군정치를 강조하였다.8) 

김정일은 2009년 헌법 개정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규정하였고, 주체

사상과 더불어 선군사상을 북한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치이데올로기화 하

였다. 또한 2010년의 로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조선로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

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령도한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일 체제에서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은 가장 큰 업적이면서 지배이념으로 작동한 것 

이다.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은 무엇인가? 김정일이 사망 이후 두 권의 저서가 북한에서 출판

되었는데 『위인 김정일』(2012)과 『선군-김정일정치』(2012)이다. 이를 중심으로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에 관하여 살펴보자. 선군정치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김정일의 발언9)을 제시하고 

있는데,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정치”와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는 

정치”를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로 들고 있다. 선군정치는 선군사상을 원리적·사

상적 기초로 하고 있는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가 정당하고 불패의 위력을 지닌 정치방식

으로 인정되는 것은 바로 그 사상적 기초인 선군사상이 정당하고 과학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선군-김정일정치』 2012, 61). 그런데 선군사상과 선군정치도 역시 주체사상으로부

터 출발하고 있으며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 정립된 사상이고 정치방식이다. 주체사상을 

시대의 영원한 기치로 내세우고, 선군사상을 높이 치켜든 것이 김정일이다. 김정일은 선군

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면서 선군사상의 기초원리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

은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이라 하고 있다. 선군

사상에서 선군혁명영도와 선군정치를 실현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군사선행

의 원칙’과 ‘선군후로의 원칙’이다(『선군-김정일정치』 2012, 71-76). 

북한에서는 온 사회를 선군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김정일이 강조한 선군정치는 북한정치사회에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일상생

  8) 김정일은 2001년 1월 3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같이한 자리에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선군
정치는 하나의 체계화된 정치방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선군태양 김정일장군 4』 
2007, 22). 

  9)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며 사회주의정치방식입니다”(『선군-김정일정치』 201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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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서 군민일치, 경제에서 선군노선, 대외전략에서의 선군외교전법이 바로 그것이다. 김

정일이 선군혁명영도에 의하여 또한 당은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비약·대

혁신을 일으켜 북한을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놓았다고 한다(표권 2012, 8). 그런데 북

한에서 ‘선군조선’을 내세우면서 선군사상으로 일색화하자는 의도는 전체인민들을 ‘수령

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시키려는 의도였다. 다음의 내용이 이를 말해 준다. 즉, “김정일동

지의 령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군대를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

닌 정신력의 최강자들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이다. 수령결사옹위는 수령의 군대, 당

의 군대인 우리 인민군대의 제일생명이며 정신력의 근본핵이다”(김경철 2012, 38)이다.

북한은 김정일 사후 개정된 당규약의 서문에서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위대한 지도사상

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내세워 모든 분야에

서 기적과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하였다고 한다. 이는 김정일의 업적은 주체사상을 심화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주의화로 발전시켜 변혁과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정치사상강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워 강성번영의 전성기”를 펼쳤

다고 하여,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을 강성국가의 건설에 연결시키고 있다. 김정일

주의는 이렇게 김일성주의가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뿌리내리게 하고, 김일성의 총대중

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이끈 사상과 업적을 말

하는 것이다. 

3.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의미와 내용

김정은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

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라는 긴 제목의 담화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내놓았다. 

이것이 4월 6일에 발표되었다 해서 ‘4·6담화’라고 한다. 김정은은 4·6담화에서 “김일성

주의를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키신 장군님의 특별한 업적”을 김정

일주의라고 하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이름에 주의를 부치는 것을 적극 만류해 왔는데, 

이제 이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하게 천명할 때라고 김정은은 말한다. 4·6담화를 

통해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위대

한 혁명사상”이라 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

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김정은의 담화는 4월 11일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채택한 로동당 규약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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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었다. 즉,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선로동당은 위

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당의 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하여, 김정은 체제에서의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기인하여 북한은 “당의 유일사상체

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바꾸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이라하고,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

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해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발언, 당 규약, 당 지침 그리고 학자들과 문헌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

일성-김정일주의의 사상과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김일성-김정일주의

는 사상, 이론,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자주성의 실현을 통하여 사회변혁을 하려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에 의한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시키는 사

회를 건설하려는 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새로운 사회주의사회건설을 위한 것이

고,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거기에는 인민중심의 세계관이 있다(ハンドンソン 2013, 34). 이같

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그 근본을 주체사상에 두고 있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사회가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라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인민대중이 주인인 사회는 오직 사

회주의 사회뿐이다(김기철 2012, 25-26). 김정은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2013년 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구성체계는 혁명이론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변혁에 관한 이론과 전략전술이다. 혁명이론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바탕

으로 해명한 사상의 일반적 합법칙성에 함께,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

의건설, 조국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이론이 체계화된 것이다. 북한에서는 김일

성-김정일주의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오천일 

2012, 5). 즉, ①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투쟁의 목표와 방향 제시, ② 사회

주의 사회의 본질적 특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천명, ③ 주체혁명의 새 시대인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군혁명사상과 선군정치이론의 체계화, ④ 조국통일문제의 본

질과 성격·주체·방도 제시, ⑤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이론과 새 세계건설에 관한 이

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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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지도방법은 사회변혁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높이기 위한 지도방법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과학적인 세계관과 혁명이론과 

함께 지도방법을 제기하고 있다. 즉,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혁

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그 역할을 최대한 높이고 동시에 해결해 나가고 

있다(ハンドンソン 2013, 36). 주체사상의 자주성 견지, 창조적 방법, 사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지도원리에 더하여 혁명과 건설에 인민대중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주의의 혁명적 계승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

는 김일성주의와 마찬가지로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이다. 김일성-김정일

주의는 “로동계급 혁명사상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완성된 혁명사상으로서 주체

시대, 선군시대의 유일하게 올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오천일 2012, 4)이라고 

한다. 이것은 김일성주의나 김일성-김정일주의 모두 그 핵심을 이루는 구성요소에서 공유

하고 있는 것은 혁명사상과 주체사상 그리고 선군사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한 것은 김정은이 시대와 

인류 앞에 쌓은 업적이라 하면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당의 최고 강령이라는 

역사적 선언을 김정은이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심화발전”이라고 한 김정

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손영수 2012, 2-3). 김정은은 김일성탄생 100돌 기념 논문 <위대

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오직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

을 진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의 사상과 이론을 지도하고 연구하는 기관

인 사회과학원 60돌을 기념하여 보내는 김정은의 서한에서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사회과

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한 사회과학자들은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풀

어나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로동신문 12/12/02, 4). 2013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위대

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이 기치를 높이들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끝까지 곧바로 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새로운 것인가? 상술한 바와 같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

일성주의의 계승이고 새로운 단계로 심화 발전된 것이라고 하지만,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치이념이 필요하였다. 북한은 ‘김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199

일성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여 새로운 혁명의 길을 열었고, 김정일은 주체사상

을 체계화하고 선군사상을 발전시키어 지도사상으로 뿌리내리게 하였다’는 주장에 근거

를 두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체계화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은 2012년 12월 17일 김정일 1주기 추모사를 통하여 그

의 사상·이론적인 면에서 이룬 업적을 최고로 들고 있다. 즉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

주의로 정식화하고 자주시대의 위대한 사상으로 뿌리내리게 했고, 김일성의 총대중시사

상을 선군혁명사상·선군정치이론으로 심화 발전시켜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론을 제시

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의 감사문10)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수령님과 장군님이 한평생 쌓아올린 고귀한 혁명업적’이라고 하고 있다. 

김정은으로 혈통세습이 이루어지면서 선대인 할아버지, 아버지의 사상도 계승해야만 했

고, 나름의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통치이념을 제시해야만 했다. 이것을 전부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한 것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김창희 2013a, 132). 이기동(2012, 15)

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지속성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

서, 이미 체계화된 전대수령들의 사상을 계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최고의 충성과 효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에 대한 충실한 후계자임

을 증명하는 의미와 김정은의 위대성 만들기와 백두산 혈통승계의 정당성 부여 측면도 김

일성-김정일주의에 담겨있는 것이다(정영철 2012, 2-3). 이는 유일적영도체계 10대 원칙의 

제10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

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서 계승하여야 한다”에 함축되어 있

다.11)

이렇게 볼 때 김정일이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김일성주의를 당의 최고 강령

으로 선포한 것 같이, 김정은 또한 자신의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념으로 김

일성-김정일주의를 내놓은 것이다. 

10) 북한에서는 김정일 사후 금수산기념궁전에 그를 안치하고, 이를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칭을 변
경하였다. 김정일 1주기를 맞아 12월 17일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2013년 4월 1일에는 최고인민
회의에서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11) 제10조 5항은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영원히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이
고, 마지막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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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김정일애국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북한에서는 이를 김일성-김정일주의

화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애국주의의 교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김일

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으며,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를 살펴보자.  

1. 김정일애국주의의 제기와 내용 

북한에서는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지켜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로동신문』의 

사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자’(12/05/25, 1)에서, 전체 인

민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해 가는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명

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한 일대의 사상전과 정치사상공세를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것이 김정일애국주의로 김정은이 이를 직접 창안·발기했다고 한

다.12) 김정일애국주의가 등장한 것은 『로동신문』의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 기치높이 내나

라, 내 조국의 부강한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가자’(12/05/12, 2-3)에서 였다. 『로동신

문』 2~3면에 걸쳐 이 긴 제목을 싣고, 몇 개의 하위제목13) 글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설명하

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제기된 김정일애국주의는 계속해서 북한에서 인민들

을 독려하는 중요한 담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7월 26일 당중앙위원회 담화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에서 처음으로 김정일애국주의를 언급하고 공식화하였다.14) 그는 여기

12) 즉, ‘김정은이 2012년 3월 2일 달리는 야전차 안에서 직접 창안했다’(로동신문 12/05/30, 1).  
13) 여기에는 “절세위인의 한생의 리념”, “숭고한 후대관으로 일관된 애국주의”, “휘황한 미래를 밝
힌 위대한 설계도”라는 제목 하에, 김정일애국주의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후대관은 무엇이며 그 
실행의 예는 무엇인지 명시하고 있다. 

1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는 북한에서 김정일애국주의의 교과서라고 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8월 3일 『로동신문』에 1면과 2면 전면을 할애하여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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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강조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잘 이해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활동을 위한 사업도 올바르게 해나가지 못한다고 지적

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구호나 깃발을 들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이 보여준 숭

고한 모범을 따라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말하는 김정일애국주의는 애국의 정신과 실천을 말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조

국관, 인민관, 후대관’이다. 김정일의 조국관은 무엇인가? 조국이란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

조적인 보람찬 삶과 후손만대의 행복이 되는 요람’인데, 일제에 빼앗긴 조국을 찾아 건국

을 한 사람이 김일성 수령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일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

은 수령님이시며 수령님은 곧 조국입니다”라 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

한 넋이고 숨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이다(민주조선 13/01/02, 1). 수령의 헌신에 의

하여 인민들의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애국의 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

의 장정은 우리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했다”고 한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수령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국에 헌신하는 것은 

수령에 충성하는 것이고 수령에 대한 충성이 애국심의 발현이고 애국주의의 최고의 표현’

이라고 김정은은 주장한다. 조국관은 수령은 국가이고 애국심이란 수령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조국관은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김정일애국주의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김정일의 인민관은 인간중심의 철학관으로 인민의 이익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풀어

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인민이 생명이며 생활이다. 그러므로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우

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떨치려는 것이 김정일의 애국의 의지였다는 것이다. 여기

에는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회주의제도의 정당성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사랑, 사회

주의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 바로 김정

일애국주의라는 것이다.15) 이는 김정일의 인민관이 자신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하고 

15) 김정일 사망 이후 그를 추모하는 글에서 “인민생활이라는 말만 외워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로고를 가슴저리게 새겨안게 된다”(로동신문 12/08/09, 1)하였다. 또한 “생애의 마지막 나날
까지 인민생활향상기지들을 쉬임없이 찾으셨다”(로동신문 12/08/09, 1)하여 현장지도를 하다가 
열차에서 사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의 4·6담화에서도 김정일이 인민의 행복을 위
하여 한평생을 다바쳤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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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김정은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 다시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

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로동신문 12/06/02, 1)는 것이 자신의 확고한 결심이

라고 하였다. ‘인민을 최우선, 절대적으로’가 김정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고 정

치의 본질이며 최고의 원칙이고 목표라는 것이다. 김정일의 인민에 대한 사랑을 계속이어

가, 자신이 인민이 사랑하는 영도자가 되겠다는 것이다(김창희 2013b, 120-122). 그러므로 

당의 일군들도 이러한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참된 일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신년사에서 일군들은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 의

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라고 독려하고 있다. 이것

이 김정일애국주의의 인민관이다.   

후대관에 대하여 김정은은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자기 대에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

라도 먼 훗날에 가서 후대들이 그 덕을 볼 수 있게 가장 훌륭하게, 완전무결하게하여야 한

다는 것이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였으며 늘 간곡한 당부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은 어렵더라도 인민의 염원이 활짝 꽃 필 내일을 위해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다

는 것이 후대관이라는 설명이다(안문석 2012, 74). 김정은은 김정일의 애국·애민을 강조

하면서,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인민들의 실행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직접 언급하고 이의 실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로동

신문』은 사설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를 통하여 이를 부각

시켜나갔다. 여기에서는 김정은의 담화를 ‘불후의 고전 로작’이라고 하면서, 인민들이 심

장에 새기고 구현해야 할 삶과 투쟁의 교과서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김정일애국주의는 이 땅에 태를 묻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

상정신적량식이며 애국의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어지는 힘있는 원동력이다”

(로동신문 12/08/09, 1)라 하고 있다. 

 

2.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의 연계 

로동신문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자’(로동신문 12/05/21, 1)에서는 김정일애국주

의 교양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 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를 연계시켜 제기한 후 이 주장은 계속 이

어졌다. 이를 내용과 방법의 측면에서 규명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내용에서 보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김일성의 혁명이론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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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으로 승화시키면서 김일성주의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김정일애국주의의 조국

관·인민관과 연결되는 것이다. 김정일애국주의의 뿌리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에 시원을 두

고 있고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

고 주체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왔다고 한다. 이것은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적 특징과 절

대적 우월성, 불패의 위력과 감화력, 보편성과 영원성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으로부터 우

러나온다”(로동신문 12/06/21, 2)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김정일애국주의에는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유일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맥박치고 있다는 것이

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지도방법에는 혁명적 지도의 본질 원칙, 영도의 지도체계, 혁명적 

지도방법과 인민의 활동작풍 등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동원하는 데 제기되는 모든 문

제가 집대성되어 있다고 한다(ハンドンソン 2013, 37). 결국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

한 것이 김정일애국주의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애국위업의 모든 단계, 모든 

부분과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풀어가게 할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도방법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어떻게 연결시켜 풀어나가자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동원의 문제가 있다. 후대관이 김정은의 정통성의 강조와 현재는 어렵더라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주체 100년’을 

시작하면서 전체 인민들은 김정은을 따라 총 공격전을 벌여나가자는 것이다.   

북한은 오늘의 시대가 김정은의 영도 밑에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는 장엄한 시대라 하면

서도, 김정은의 시대정신은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개혁이나 개방보다는 구호

의 정치경제를 차용하고 있다. 인민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애국적 열의에 의거하는 

대중동원방식으로 체제안정을 위해 기존 김정일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조하였다. ‘애국주의교양

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과 근로자, 군인과 청소년 학생들이 이의 참뜻을 잘 알고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강조

는 각종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단 창립절, 전국어머니대회, 청년절 등 오랫동

안 개최되지 않은 행사를 다시 개최하거나, 여기에서 김정은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김정

일애국주의로 무장을 강조하면서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한승호·이수원 2013, 123-

124). 

김정은은 청년절 축하문에서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투쟁은 위대한 김정일애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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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구현하여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없는 당당하고 강대한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로동신문 

12/08/28, 3)라 하면서,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는 수백만 청년들의 힘은 무궁무

진하고 막강하다 하였다. 또한 사회과학원 창립 60주년 기념서한에서도 그는 ‘사회과학원

의 과학자와 일군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위업수행에 이바지하여 김정일애국

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3년 신년사가 발표16)된 이후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 높이 들어 관철하자

는 각 도당 군중대회가 각지에서 개최되었다. 1월 5일 평양시 군중대회를 시발로 6일에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북도에서 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 높이들고 김정은동지의 영도따라 김정일애국주의를 구

현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강조하고 있다(민주조선 13/01/08, 1).

   

3. 김정일애국주의의 실행: 1970년대 시대정신 재현과 당중심의 동원 

  

김정은의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강조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가 보여주는 통치행태도 

그 일환이다. 북한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제2의 천리마운동과 같은 노력동원운동이고, 김

정은이 이를 위하여 인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통치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를 계속해서 언급하며 당시의 시대정신과 투쟁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의 시

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1970년대 당시의 수령의 후계자였던 김정일의 절대적 충성과 

수령의 위업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그의 정책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다. 1970년대 시대정신

의 구현이 바로 김정일애국주의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가 지향해야 할 

시대정신으로 40년 전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기의 모델을 답습하자는 것이다(전미영 2013, 

22-24). 

김정은은 2013년 신년사에서 당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고양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강조한 것이 역시 김정일애국주의이다.17) 즉, “당사업을 1970년대처럼 화선식으로 전환시

16) 김정은은 조선중앙TV를 통해 2013년 1월 1일 직접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북한의 신년사는 김일
성의 사망 다음 해인 1995년부터 2012년까지 『로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신보』에 공동사설이
라는 보도로 대신하였다. 그러므로 19년 만에 김일성이 했던 것처럼 신년사를 김정은이 직접 육
성으로 발표한 것이다.

17) 여기에서 2013년을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승리와 영광의 년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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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해

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1970년대의 화선식이란 무엇인가? 『로동신문』 사설 “당사업을 

1970년대처럼 화선식으로 전환시키자”(13/01/15, 1)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970년

대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전면에 나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시대였다. 

1970년대 당사업은 화선식이라는 데 근본적인 특징이 있다.18) 그 당시 인민들이 보여주었

던 뜨거운 열정을 재현하자는 것이다.  

김정일애국주의와 당의 강화는 당 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통치체계에서도 변화를 보여

준다. 이는 김정일의 개인통치에서 김정은의 당 중심 시스템 통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

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가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카리스마적 리더

십보다는 제도적 리더십을 택했기 때문이다. 권력의 공고화를 위하여 제도의 활용과 역할 

분담을 통한 김정은 특유의 지도 방식을 택한 것이다(정성임 2012, 52). 북한에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도 중심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이며,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이론활

동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견결히 옹호하며, 이 기침 밑에 당을 이끌고 계신다”(주일웅 

2012, 13)고 하고 있다. 당을 통한 통치와 사업은 중앙당뿐만 아니라 지방당 그리고 말단 

조직의 정비와 제도화에 까지 미치고 있다. 2013년 1월 23일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보도”를 통하여, 정치국의 결정서 <조선로동당 세포비서대회를 제도화할데 대하

여>를 채택하고 공표하였다. 여기에서 당세포는 당의 말단기층조직으로 군중을 당과 혈

연적으로 이어주는 기본단위라 하면서, 그동안의 세포비서대회를 1, 2, 3차로 규정하고 ‘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소집하였다. 2013년 1월 28일에 치러진 대회에서 김정은은 ‘현재 

당세포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 것’이

라 하였다. 그리고 ‘당세포가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을 일으키기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벌

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중앙당 조직과 지방당 조직뿐만 아니라, 가장 말

단조직인 당세포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독려하면서 체계화를 꾀하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새해 2013년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사회주
의강성국가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입니다”라 하고 있다.

18) “당사업은 결사전에 나가는 용사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듯이 빈구호나 군더더기가 없이 산 현
실속에서 실감있게 진행된 화선식이었다. 화선식당사업은 지도와 대중을 하나로 결합시켜 혁명
대오의 통일단결을 불패의것으로 다져나가게하는 위력한 보검이다. 당사업을 화선식으로 전환
시켜나간다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조하신 당사업방법을 따라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동신문 13/01/15, 1). 



206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3호(2013)

있다. 

  

V. 결론 

북한은 통치이념을 지도사상이라 하고 김정은의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김정일이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발전시켰고 이를 바탕으

로 선군사상을 정립하였는데, 이것을 합법칙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바로 김일성-김정일주

의라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이 독창성과 정당성이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기함으로

써 북한사회를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올려 놓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북한은 언론보도나 

문헌을 통해 “위대한 100년대가 시작되는 역사의 분수령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추켜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정식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체계화

한 것처럼 여기에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새로이 개정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

립의 10대 원칙>도 이러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여 

인민이 자주적·창조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고,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체계화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발전시켜 자주시대의 완성된 사상으로 뿌리내리게 했

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변함없이 높이 받

들어 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

해나가는 력사적시대에 살며 투쟁하고 있다”고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계승성과 혁명

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분석해 보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과 사상을 연결시켜 인

민들의 통합성과 동원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과정이 이같이 위로부터의 조

직화나 통제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인민들의 동의나 마음을 잡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구축하고 인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할

아버지와 아버지를 벗어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김일

성-김정일주의의 지도방법으로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성을 불러일으켜 그 역할

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김정일애국주의의 조국관·인민관·후대관에 연결시켜 인

민들에게 조국과 수령에 대한 헌신과 당 일군들의 희생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은 조

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실현하겠으니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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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따르라는 것이다. 북한이 여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1970년대 시대정신’의 재현은 김정

일이 당사업 추진에서 일떠세웠던 방법의 따라 배우기이다. 김정일의 당 기초축성시기의 

업적을 기리면서, 김정은도 그때와 같은 뜨거운 열기로 모든 사업을 당이 중심이 되어 끌

고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북한사회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애국심

을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정은은 수령의 사상적 업적을 고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통치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식화시켰다. 정치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의 

필수 요구이고, 이것이 당의 사상과 유일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한 신념에서 

이다. 북한에서는 전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해 김정일애국주의 교양도 하고 10

대 강령까지 고쳐가며 심도를 높여가고 있으나, 아직은 강령을 반복하여 주창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또한 현재를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다시금 거의 40년 전의 

동원운동을 재현하고 있다. 즉, 개혁과 개방을 통한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정은이 애국주의를 내세워 인민대중을 동원하는 것은 나름의 발전전략이다.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제시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을 내세우고 것은 자신의 

특별한 업적이 마련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자신의 통치이념을 신속히 내세

움으로써 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지속성을 가지고 체계화

해 나갈 것이지만, 김정일애국주의는 한시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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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Governing Ideology of North Korea, 
‘Kim Il Sung-Kim Jong Ilism’

 Chang Hee Kim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official assumption into the office, Kim Jong Eun designated ‘Kim Il Sung-

Kim Jong Ilism’ as the governing ideology of North Korea. On April 11, 2012, the revised 

Party article announced that “the North Korea Worker’s Party takes great Kim Il Sung-

Kim Jong Ilism as a guidance for the development and behavior of the party.” It is said that 

the doctrine is the perfect revolution ideology that realizes the highest level of evolution 

of revolution ideology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only righteous guiding thought during 

the ‘Juche’ and ‘Military-First’ era. Accordingly, ‘the whole society’s Kim Il Sung-Kim Jong 

Ilization for epochal requirement’ is narr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explore the impl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Kim Il Sung-Kim Jong Ilism. For this, it will analyze ‘Kim Jong Il patriotism’ as an 

ideological impl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Kim Il Sung-Kim Jong Ilism.     

The historical, objective, and realistic comprehension of the Juche and Military-First 

ideologies is prerequisite for the analysis of the doctrine. Namely, an approach to the new 

governing ideology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former ideologies is necessary. 

Additionally, it requires an analysis on how Kim Il Sung-Kim Jong Ilism is connected to 

Kim Jong Il’s patriotism.    

The new governing doctrine gives an emphasis on the loyalty to Kim Jong Eun from the 

Baekdu lineage and on learning after Kim Jong Il. This implies that following Kim Jong  

Il’s patriotism, all people should contribute to developing a stronger country. Establishing a 

connection between Kim Il Sung’s achievements and his ideology, and offering Kim Jong 

Il’s ideology as the guiding ideology, Kim Jong Eun intends to maximize the un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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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zation of North Korea’s general public.

Keywords: Kim Il Sung-Kim Jong Ilism, Governing Ideology, Guiding Ideology, Kim 

Jong Il Patriotism, People Unity, Mobilization




